
상품번호 RYEASP0

[스펙트럼호] [사전예약] 싱가포르/말레이시아/태
국 크루즈
상품가격 : 미정

여행기간 4박 6일

여행지역 동남아시아

크루즈 [로얄캐리비안크루즈] 스펙트럼호

여행기간 ~

항공편
출발편 싱가포르항공 SQ605 23:15 ~ 04:55
도착편 싱가포르항공 SQ606 14:35 ~ 22:00

항공편 및 일정의 경우 항공사 및 현지사정에 의하여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.

! 상품설명

" 상세설명

# 포함내역

상품상세설명
상세설명, 포함내역, 불포함내역, 주의사항 및 준비물, 취소료 규정, 여행자 보험, 면세규정

박재형
2023년 04월 05일 ~ 2023년 04월 10일



$ 불포함내역

% 주의사항 및 준비물



& 취소료 규정

' 여행자 보험



! 여행일정

( 면세규정

!

20:00  ※ 미팅장소: 인천공항 1청사 3층 여행사 테이블
※ 23:15분 싱가포르 항공편을 이용하기 때문에 출발 3시간 전까지 반드시 항공 체크인을 해주시
기 바랍니다.

※ 출발 2~3일 전 인솔자가 직접 안내전화 드립니다. 미팅장소를 확인하세요! 
※ 사전 좌석 배정은 불가하며, 출발 당일 항공사 탑승수속 창구에서 단체로 좌석이 배정됩니다. 공
항 미팅시간에 늦거나, 당일 항공좌석이 만석일 경우, 일행과 좌석이 떨어질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
립니다.

23:15  인천 국제공항 출발

조식 : -  중식 : -  석식 : -

1일차
4월 5일(수)  

-
-

2일차
4월 6일(목)  

싱가포르
멀라이언파크, 가든스 바이 더 베이



! 싱가포르

04:55  싱가포르 창이공항 도착

06:00  가이드 미팅 후 싱가포르 관광

12:00 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 스펙트럼호 승선

16:30  싱가포르 출발

4월 6일(목)  멀라이언파크, 가든스 바이 더 베이

멀라이언파크

가든스 바이 더 베이



 

조식 : 기내식  중식 : 현지식  석식 : 선내식

! 말레이시아

14:30  말레이시아 페낭 도착

15:30  가이드 미팅 후 페낭 관광 (보타닉 가든, 조지타운, 트라이쇼, 누운 부처상)

3일차
4월 7일(금)  

말레이시아
페낭, 보타닉 가든, 트라이쇼 관광, 누운 부처상

페낭

보타닉 가든



 

22:00  페낭 출발

조식 : 선내식  중식 : 선내식  석식 : 한식

트라이쇼 관광

누운 부처상

! 태국

09:00  태국 푸켓 도착

4일차
4월 8일(토)  

태국
왓 찰롱 , 태국 마사지, 빠통비치



09:00  태국 푸켓 도착

10:00  가이드 미팅 후 푸켓 관광 (왓찰롱 사원, 전통안마 1시간 30분, 빠통비치)

왓 찰롱

푸켓

태국 마사지

푸켓

빠통비치

푸켓



 

19:00  푸켓 출발

조식 : 선내식  중식 : 한식  석식 : 선내식



! 전일항해(동남아시아)

 2019년 첫 출항한 16만톤의 초대형 크루즈 스펙트럼호에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선상시설을 통해
잊지 못할 크루즈 여행의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!

조식 : 선내식  중식 : 선내식  석식 : 선내식

5일차
4월 9일(일)  

전일항해(동남아시아)
스펙트럼호

스펙트럼호



! 싱가포르

07:00  싱가포르 도착 후 하선

08:00  가이드 미팅 후 싱가포르 관광(센토사섬 - 케이블카 포함)

14:35  싱가포르 국제공항 출발

22:00  인천 국제공항 도착 후 해산

조식 : 선내식  중식 : 한식  석식 : 기내식

6일차
4월 10일(월)  

싱가포르
센토사 섬

센토사 섬


